
㈜한국주식가치평가원 -� 교육커리큘럼

[동영상 교육] 정통 재무분석 완성 과정

대주제 세부 주제

1일차

주가(주식가치)와

재무분석

재무제표, 재무분석의 실전적 정의, 재무분석의 목적,

기업가치 이해 (안정성, 수익성, 성장성 등 내재가치) 및 

경영(및 재무)활동 가치상승구조 (사업, 자산, 매출, 비용, 레버리지, 나선형 성장, 순익)

기업(재무 포함)활동과 주가

: 기업설립(사업) - 전략 및 활동 - 재무 및 실적 - 주가

기업(재무 포함)활동과 3대 재무제표 관계 이해

4대 재무손익비율 관계 이해(안정성에서 성장성까지 각 비율의 중요도 및 순서)

- 안정성 재무비율의 핵심의미, 내재가치 관련 역할, 한계점

- 수익성 재무비율의 핵심의미, 내재가치 관련 역할, 한계점

- 활동성 재무비율의 핵심의미, 내재가치 관련 역할, 한계점

- 성장성 재무비율의 핵심의미, 내재가치 관련 역할, 한계점

기업활동에 따른 투자수익률 이해

- 기업활동과 투자수익률 기본(ROIC, ROA, ROE, 소수주주 및 대주주 매력도)

- 높은 주가상승률의 기업필요조건, 매우 높은 주가상승률의 기업필요조건

재무분석 개론 종합

2일차

주요 재무제표

및

세부 재무항목

심층 이해

재무상태표, 포괄손익계산서, 현금흐름표 등 재무제표의 간결하고 체계적인 

이해 (기업의 설립/활동 이해를 통해, 3대 재무제표 의미 및 관계 명확히 확립)

재무상태표 종합 이해

자산, 부채, 자본 각각 종합 이해, 주요 항목별 핵심의미, 영업/비영업 계정 구분 등

- 유동자산(당좌, 재고) 세부항목, 비유동자산(투자, 유형, 무형) 세부항목

- 유동부채 세부항목(영업부채, 이자발생부채), 비유동부채 세부항목 등

- 자본금, 자본잉여금 / 이익잉여금 / 자본조정 및 기타포괄손익누계, 지배지분 자본

손익계산서 종합(수익과 비용)

- 매출액 / 매출원가 및 매출총이익 / 판관비 및 영업이익 (2대 비용의 차별적 성격)

- 지속성 있는 영외손항목 / 순환하는 영외손항목

- 법인세비용 및 당기손익 (이익변동성 제거 기술, 버핏 실질 주주이익 개념 설명)

현금흐름표 종합(발생주의와 현금주의의 쉽고 명확한 개념정리)

- 영업활동, 투자활동, 재무활동 현금흐름의 주요항목별 유기적 이해 (재무손익 관련)

- 기업의 성장단계별 현금흐름 유입, 유출특성 / 기업성장단계 중 투자적격단계 설명

분식회계 감지법 (매출채권, 재고자산, 영업권 및 개발비 등)

3일차

고급재무비율 분석

및

투자수익률 이해

재무비율 통합 이해 

- 8대 고급재무비율의(기본 4대 재무비율) 유기적 이해 및 주식투자수익률 관련 설명

기업 사례(3개 기업)를 통한 8대 고급재무비율 (기업활동 순서) 의 체계적 이해

(재무, 유동, 이익률 및 수익률, 회전 및 현금화, 단기영업, 장기영업)

- 안전성 재무비율의 핵심 이해 및 고급구분, 주요비율 구체적 기준 수치 등

- 수익성 재무비율의 핵심 이해 및 고급구분, 주요비율 구체적 기준 수치 등

- 활동성 재무비율의 핵심 이해 및 고급구분, 주요비율 구체적 기준 수치 등

- 성장성 재무비율의 핵심 이해 및 고급구분, 주요비율 구체적 기준 수치 등

8대 고급재무비율의 종합정리 및 체계적인 1PAGE 재무손익분석 작성법 설명 

- 과거 재무손익흐름, 주가 상승을 위한 현재~미래 재무손익이슈 등 일목요연 FRAME

4일차

IFRS 완전정복

및

지배지분 활용

IFRS 개괄 (기준과 특징, 투자자 영향, 연결재무제표 도입, 종속기업 이해)

IFRS 기준 3대 재무제표 (재무상태표, 포괄손익계산서, 현금흐름표 변화 및 중요 포인트, 지배지분 

등 간결한 완벽이해, 기타포괄손익, 주석정보의 증가와 활용법)

제무제표 개별 항목 주요 변화(GAAP 대비 IFRS 변화) 및 가치평가 기준(지배지분) 정리

- 금융자산, 환율, 자산재평가, 매출인식, 재고자산, 영업권, 개발비

지배지분의 활용

- 지배지분의 중요성과 구성 이해(지배기업, 종속 일부, 관계 일부)

- 재무 및 실적, 주가산정 등 지배지분 활용 이해

5일차

정통 재무분석

Frame 설명

및 

고급재무분석 실습,

각종 투자지표와 

KISVE스크리닝

정통 재무분석 Frame 설명 및 제공 (한국주식가치평가원 실전재무분석 프레임, 고급 8분해)

상장사(들)에 대한 재무분석 프로세스 실습

- 관심기업들의 재무손익 고급분석 요령

- 관심기업들의 유기적 재무손익 추이분석, 내재가치 상승을 위한 핵심 재무손익지표 등

본질적 투자지표(수익률과 복리) 및 부가적 투자지표(대주주 매력도)가 주식수익률 좌우

본질적 투자지표

- 수익률과 복리 : ROIC(IC증가), ROA, ROE, 유보율/재투자율의 유기적 관계와 공식의 의미.

부가적 투자지표 

- 대주주 매력도 : EV, EBIT(D)A, EV/EBIT(D)A의 실질 의미와 용어(공식)의 의미

한국주식가치평가원 전문 스크리닝 툴 설명

- 기업수익률, 주주수익률, 소수주주 및 대주주 등 지속가능한 투자수익률을 위한

가장 뛰어난 스크리닝 툴 (일목요연하고 쉽게 실전적 의미 및 공식 안내)


